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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a [카르마]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금융 

 
개인간 (P2P) 평점 (Scoring) 과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 

어떤 자산이든, 어떤 담보든, 제한 없는 금리로. 
신뢰를 기반으로하는 전세계적인 커뮤니티 조성 

 
 
 
 

Website : 
http://karm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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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개인간(P2P) 대출 (person-to-person lending, P2P-investing, 개인과 개인사이의 대출, 사회적인 대출) 
-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대출을 의미한다. 
 
SME -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명목 화폐 / 명목 자산 — 정부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통화를 말한다. 
- 명목화폐의 내재적 가치는 매우 작거나 아예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폐가 명목화폐이다. 달러의 가치는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만 보장되며, 명목화폐는 금에 묶여있지 않고 무엇으로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에스크로 계정 —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 3 자가 보증하는 제도이며, 제 3 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한다. 
 
스코어링(scoring) — 소액금융 회사 또는 은행이 사용하는 고객의 평가 시스템을 뜻한다. 스코어링라는 용어의 어원은 

영어 “score”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뜻은 획득/득점을 의미하며 주로 게임 용어에 많이 쓰이고 또한 보통 대출 신청서에 

명시된 대출자의 답변을 처리하는 수학적 및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 
 
헤지, Hedging(보험, 보증)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한 특별한 거래의 조합을 의미한다. 
 
옵션 (option) — 구매자에게 미리 결정된 기간 안에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의무 아닌 권리를 

주는 계약이다. 
 
선물환 계약 (파생상품) — 한 당사자(판매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상품(기본 자산)을 상대방(구매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금전적 의무를 이행 하기로 하며 구매자는 이 기본 자산을 받아서 지불하는 계약이다. 조건부로 — 선급으로 미래의 

자산을 공급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 계약에서 당사자는 의무 이행시 기초 자산 가치에 따라 상호간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특정 금액보다 더 비싸지거나 더 싸게되면,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불금을 더 내거나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 체인 —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암호화폐 —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이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는 보통 암호화 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다. 

거래(트랜젝션) 블록체인의 베이스가 변하지 않게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작성 요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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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자산 — 장래 유망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금융재산 확보 또는 자본화를 위한 자산취득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룹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이 있는 디지털 파생 금융 도구.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을 다루는 사람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재무를 이행하는 암호자산 소유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도구이다. 
 
토큰 — 회사가 자신의 프로젝트 자본금 확보를 위해 판매하는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 토큰은  주권, 채권, 기부, 고유 

식별자,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ICO (Initial Coin Offering, ITO, ITG, token sale) — 새로운 암호 자산 패키지를 최초로 암호화폐 또는 명목화폐로 공개 

판매 하는 조건으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말한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주로 파일 제어, 창 

제어,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빅 데이터(Big data) — 합성하기 위해 구조화 된 데이터와 비 구조화 된 데이터를 처리하기위한 도구, 접근법 및 방법. 
인공신경망—사람 뇌의 작동원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경 시스템을(상호 작용하는 더 간단한 

프로그램) 통해 입력 데이터를 억제한다. 이 상호 작용에 기초로 한 계산 또는 프로그램의 과거 출시의 경험과 오류를 

고려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신경망은 자체 학습 시스템이다. 
 
 
 
 
 
 
 
 
 

1.개념 
 
카르마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사회적 및 경제적인 관계를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전당포부터 기부활동, 대출부터 상품/서비스의 직접적인 거래 까지, 
이 모든 것이 카르마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현상의 심화: 부유한 국가의 투자자들은 자본은 많지만 자금을 조달할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심각한 자금난과 높은 금리에 처해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중앙 은행의 집중화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부정적인 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져왔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의 중소 기업 소유주들의 최대 80%는 실제로 은행들의 사업 개발을 위한 융자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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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을 하나 던지고싶습니다. 100 $ USD 는 어느정도의 금액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100 달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의 창의력과 사업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100 달러는 단지 저녁식사 나 미용실에서 사용될 정도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카르마의 목표는 사용자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가진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자가 있든 없든, 담보가 있든 없든, 짧은 기간으로, 만기일 없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재원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교환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할 수행 : 모든 유저는 투자자, 대출자, 보증인, 보험자, 변호사, 회계 감사관, 판매자, 평점(scoring)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픈 된 플랫폼 : 유저들은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관계 및 제안 및 수요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 덕분에 사람들이 더 높은 속도, 투명성 및 최고가치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르마는 더 간단한 거래, 더 빠른 경제 성장, 국가를 초월한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2. 배경 

금용 시스템의 진화 

18-20 세기 

 

역사적으로 은행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를 연결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맡기고, 은행은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진행해왔습니다. 
 
금리의 차이로 보장된 것:  

● 은행의 운영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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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보상 

● 은행 소득.  

 
투자자는 개개인의 신용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신용 대출 관계의 법률 수속.  

● 대출자의 재정 상태 평가.  

● 채무불이행일 경우에 환급. 

 
그러한 시스템의 단점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자본에 대한 통제와 중앙 집권화로 인해 세계의 재정이 고르지 않게 분배 

되어버렸습니다. 1%의 부자가 90%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억의 사람들은 금융이나 은행에 거의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GDP 의 약 20-30%가 은행과 보험 회사에 지출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의 상위 관리자들의 임금은 

연간 수백만달러였습니다.  

21  세기 

 
 

21 세기, P2P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P2P 플랫폼의 주요 개념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개념을 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P2P 대출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로, 금융 서비스의 분권화를 향한 첫 걸음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투자자들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의 직접적인 경험, 지식, 그리고 역량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투자자가 음식 공급업을 좋아하고 이해한다면, 그는 이 분야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것입니다. 은행들이 모든 분야에서 직원들을 좁게 평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소규모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번째 — 은행들은 정부 법률에 의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 발행은 규제 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을 구하기 위해 종종 줄어듭니다. 많은 국가에서 

은행들은 중소 기업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며, 혹시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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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 의사 결정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은 몇주에서 몇달까지 걸립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기간이 평균 2 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P2P 플랫폼의 신용을 얻는 과정은 훨씬 더 빠르고 

쉬우며, 이  때문에 중소 기업을 운영하는 유능한 대출자들은 기존의 은행 대출에서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P2P 로 옮겨 

갔습니다. 
 
네번째 — 효율적입니다. 여전히 은행은 오래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의사 결정의 속도와 대출자들의 

지불 능력에 대한 분석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 년 동안 P2P 플랫폼은 전통적인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잠식해 왔습니다. 기업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투자자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면서	수익을	얻는 형태의 구조가 생겼습니다. 

미래 

 
 
그렇다고 P2P 플랫폼이 완벽했을까요? P2P 플랫폼은 많은 장점을 갖고서도 중요한 단점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1.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플랫폼은 여전히 국가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했다. 

2. 플랫폼 사용자는 오직 투자자 역할 또는 대출자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그 외의 모든 다른 역할들은 중앙 집중식이며, 불투명했다. 

3. 대출 및 담보 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적이였다.  

 

  카르마 프로젝트는 금융권에 새로운 차원 (new level) 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사회와 경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개방적인 커뮤니티, 기존의 금융 기관, 협동 조합 
또는 
  앞서 이야기한 P2P 플랫폼들도 이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카르마가 진행중인 핵심 개발 사항들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자본 거래 개발 : 전 세계 재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금리를 조정하기. 
우리는 제로 금리를 가진 나라들의 투자자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지역 내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신흥 시장의 대출자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금리를 

가진 나라의 사업가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자본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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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만들기 : 탈중앙화 된 집단이 점수, 보험, 포트폴리오 관리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역량을 
축적하는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 공동체의 일원들은 그들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면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개방형 시장 창출 : 현재의 자금 조달 과정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자본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자본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싶습니다. 카르마의 

탈중앙화 된 생태계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이자율, 담보물, 반환 날짜, 자산 유형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P2P 시장 분석 
P2P-대출은 금융 시장에서 가장 유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Morgan Stanley 의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0 년에 약 3,000 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순한 개념, 그리고 발전 되기 전 초기의 시장은 그래프와 같은 큰 잠재력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에서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5 년에는 1% 미만 이었지만, 규모의 증가는 해마다 123%, 말 그대로 엄청났습니다. 
 
P2P 대출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  더 낮은 이자율, 더 빠른 속도로 받는 대출, 공개 시장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더 투명성 

있게 협상의 여지가 있게 만듭니다. 30 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나라에서 대출 금리는 매년 20-30%씩 오릅니다. 

World Bank 에 따르면 20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은행 계좌조차 없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아프리카에서 은행들은 특권층을 위한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고,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Western 

Union 송금 수수료는 무려 20% 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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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투자자들이 눈에 띄는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Morgan Stanley 와 AlphaWise 에 따르면,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 지급을 연기 할 가능성. 

● 최소 수수료. 

● 융통성 있는 대출 조건. 

● 등록 속도.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은행은 이미 P2P 플랫폼에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P2P 대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업자는 다름아닌 Kiva 과 Lending club 입니다. 
 
무려 160 만명의 투자자와 대출자들이 Kiva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출금의 97%가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지역에서 극히 낮은 수입을 

가진 채무자들에 대한 투자를 할당합니다. 약 10 억달러 이상의 대출금이 Kiva 플랫폼을 통해 발행되었습니다. 
 
LendingClub 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법률 기관입니다.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대출금의 6%만이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대출금의 2%만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2%의 대출금은 제때 납부된다고합니다. 리스크 그룹별로 

대출자의 다양한 이익과 다양한 클러스터 이자율 때문에, 총 투자 수익률은 미국의 예금액 대비 6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딩 클럽이 발행한 대출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합니다. 
 
P2P 대출은 금융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P2P 대출은 아직도 과소 평가가 되어 있고 
여전히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이 크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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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의 규모 
세계의 인구가 약 70 억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인구는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반적인 복지의 증가와 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고 인터넷 접속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 지원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으며,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세계에는 이미 수억명의 기업가들이 있으며, 지금도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Karma 의 목표는 기회와 자원을 교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개발 도상국에는 365-445 백만개의 중소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구의 60%를 고용하고 

세계 GDP 의 최대 40%를 차지합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신흥 시장에서, 5 개의 일자리 중 4 개는 중소 기업에 의해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70% 는 (특히 신흥시장의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World Bank 정보에 따르면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부족한 대출 규모액은 2.1—2.6 조 USD 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sector/brief/smes-finance  
 
전세계 은행의 예금 규모는 약 40 조 달러이며, 대부분의 예금의 이자율은 사실상 제로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카르마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현실과 매우 관련성이 높고 시장의 잠재력을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투자자들에게 좀 더 흥미로운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이율로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자본을 유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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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GDP 의 비율(%) 
 

 
출처: datamarket.com/data/set/28m2/bank-deposits-to-gdp#!ds=28m2!2rr3=o&display=line 
 
선진국의 예금 금리는 0 에 가까워지고 있다.

 
출처: data.worldbank.org/indicator/FR.INR.DPST?contextual=aggregate&end=2016&locations=JP-CH-

CA&name_desc=true&star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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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르마의 핵심 특징 10 가지 

1. 다양한 역할 수행 

 
카르마 안에서 각 유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대출자, 판매자, 보증인, 평점(scoring), 보험자, 추심원, 자산 관리자 등을 비롯해 
앞으로 미래 생태계에 생길 역할까지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카르마 등급’ 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더 높은 등급의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플랫폼 초기, 카르마는 직접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생태계의 주요한 주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카르마의 

주요 임무는 이러한 역할을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유저들이 어떠한 역할이든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프로젝트 시작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Investors) : 

● 관심 있는 대출 신청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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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풀(pool)에 합동할 수 있다. 

● 동기: 

○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자금을 조달하고 수입을 얻는 것. 

○ 원하는 경우에 특정 사람과 회사에 유대적인 조건으로 자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미션을 수행한다. 

● 투자자가 투자 신청서를, 신청서에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 대출의 이자율 (0%부터 무한대까지), 원하는 담보의 

수준 (0%부터 무한대까지), 제공된 자원의 유형 및 크기 (암호자산, 명목화폐, 유가증권 등등), 투자 반환 기간 

(일주일부터 “반환 할 수 있을 때 주세요“ 형식 까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출자 (Lenders) 

● 재산 요청을 신청할 수 있고 투자자 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 동기: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기, 사업 개발. 

● 대출자는 자금조달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증인 (Guarantors) 

● 성공적인 대출상환 가능성을 높인다. 

● 그들은 거래에 연결할 수 있고 대출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 동기: 

○ 보증해서 보상 받기. 

○ 사회적 미션 (주위 사람을 위한 보증). 

○ 성공적으로 대출을 상환했을 경우에 평판이 축적되고 금전 보너스를 받기. 

평점 요원 (Scoring Agents) 

● 차용차의 신청서에 평점을 매길 도구를 제공한다. 

● 그들은 그들의 수학적 모델이나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그들이 찾아낸 매개 변수에 의한 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 동기: 

○ 데이터 계산을 위한 작은 고정 지불금. 

○ 성공적으로 대출 갚을 경우에 거래 퍼센티지.  

○ 채무 불이행일 경우에 마이너스 퍼센티지. 

○ 대출이 추심원에게 넘길 경우에 마이너스 퍼센티지. 

○ 마이너스가 스코어링 에이전트 토큰에서 계산된다. 

에이전트가 남아있는 토큰이 없을 경우 예금을 보충할 때까지 그의 신분을 박탈당한다.  

○ 토큰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카르마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와 유사하다. 

● 스코어링 에이전트의 동기 부여는 투자자와 대출자로부터 각각 절반씩 보수가 지급된다.  

● 메커니즘:  

○ 대출자는 직접 스코어링(또는 몇 가지)을 선택하고 스코어링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신청서의 

스코어링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의 관심을 끄는 신청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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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추가 스코어링을 신청할 수 있다. 

○ 카르마는 직접 카르마의 스코어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독립적인 스코어링 파트너도 연결하도록 할 

것이다. 

● 중요 사항: 스코어링 에이전트는 사람 또는 API 로, 카르마에 연결된 프로그램 일 수도 있다. 

 

분석가 (Analysts) 

머지 않은 미래에, 국내 오프라인 전문가들의 연구소는 대출자의 신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들과 친분을 쌓고 잠재적인 대출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프로젝트를 공부할 것이다. 이 연구소는 전문가가 

유능한 사람이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다. 또한, 분석가들은 

그들의 검열과 주요 분석을 위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시장 조사와 경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분석가의 

평가가 높을수록 그의 계산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미 숙소를 빌리는 Airbnb 에서 있다. Airbnb 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요인 중 하나는 "Checked Airbnb" 

표시다. 확인 절차가 간단하다. Airbnb 의 대표는 숙소에 와서 감사를하고, 사진을 찍고, 소유자와 이야기한다. 차후 모든 

요건에 문제가 없을시 사이트상에서 소유자와 아파트에게 "Checked Airbnb" 표시를 붙인다. 그런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개별 목록에 들어가 검색 결과에 더 잘 나오고 커뮤니티 회원에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판매자 (Sellers) 

● 특별 추천 링크를 공유해서 시스템에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 당긴다. 

● 끌어 당긴 대출자 대출에 대한 토큰 및 평판 플러스/마이너스는 스코어링 에이전트와 똑같다. 끌어 온 대출자에 

대한 판매자 보상은 대출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 판매자가 투자자를 끌어 온 경우에 판매자가 일년간 예금 및 카르마로 각각 거래에 퍼센티지를 받는다. 

추심원 (Collectors) 

● 대출자의 지역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채권회수를 한다 (국경 초월의 거래에서 중요). 

협상에서 법원까지(담보물 판매 포함).  

● 각 추심원은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채권회수를 할 때 모든 퍼센티지를 정할 수 있다.  

● 처음부터 계약에서 기간초과 및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지났을때 투자자는 보증인에게 먼저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보증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심원에게 청구 할 권리가 있다. 

● 추심원에게 요청할 때 채무 불이행이 선언된다(즉, 거래의 각 참여자의 예금과 카르마에서 공제가 된다).  

● 추심원은 투자자와 전자 계약을 서명한 다음에 추심원이 투자자를 대행 할 권리가있다. 

● 당사자 선택을 위한 2 가지 가능한 계약 형식이 있다: 

○ 채권 회수의 결과로, 추심원이 전에 정했던 퍼센티지를 받는다. 

○ 추심원은 채권을 할인 된 가격에 구입 한 후 직접 해결한다. 

● 주문자가 추심원 서비스에 만족하면 추심원 카르마에 플러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14 

● 투자자가 채권을 팔고 싶으면 자신의 제의를 정식으로 공개한다. 추심원들은 문제 있는 대출에 대한 자신의 

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제일 좋은 조건을 선택한다. 

● 이미 온라인 추심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https://techcrunch.com/2017/03/28/collectly-debt-

collection/  

 
참고: 
 

● 카르마의 제작자들은 추심이 생태계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 MFO 통계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는 추심의 가치가 받은 빚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똑같거나 심지어 빚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다. 이상적으로 조정된 워크플로우를 통한 합법적 추심이 눈에 보이는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다. 

● 시스템 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만 추심원이 필요가 생긴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본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커뮤니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카르마의 목표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는 것이다. 
●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 해당 섹션에서 보세요. 

보험자 (Insuerers) 

현재 우리는 플랫폼에서 신용위험 보험과 통화 리스크 보험, 두 가지 보험 종류를 생각한다. 
 
신용위험: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자는 투자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다. 

● 위험의 1 ~ 100 %를 보증 할 수 있다. 

●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전문적인 사용자가 관심 있을 수 있다. 보장없는 개인 투자자의 보험은 가치가 없다.  

● 보장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100% 보장인 경우 가장 보험료가 높다.  

●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인 경우: 

○ 보험자가 합의 금액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자는 카르마에 플러스를 받는다. 

■ 보험자는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받는다. 즉 그는 추심원에게 채권을 넘겨줄 수 있는 

투자자가된다.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예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 보험자는 카르마에 마이너스를 받는다. 

■ 투자자는 보험자 또는 추심원에게 청구권을 판매 할  수 있거나 고소할 수 있다. 

 
통화 리스크: 

● 보험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로 투자자에게 약속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거래에서 보험료를 

받는다. 

● 위험의 1 ~ 100 %를 보증 할 수 있다. 

●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전문적인 사용자가 관심 있을 수 있다. 보장없는 개인 투자자의 보험은 가치가 없다.  

● 보장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100% 보장인 경우 가장 보험료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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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인 경우: 

○ 보험자가 합의 금액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자는 카르마에 플러스를 받는다. 

■ 보험자는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받는다. 즉 그는 추심원에게 채권을 넘겨줄 수 있는 

투자자가된다.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예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 보험자는 카르마에 마이너스를 받는다. 

■ 투자자는 보험자 또는 추심원에게 청구권을 판매 할  수 있거나 고소할 수 있다. 

 
 

외국 환 보험과의 거래 예: 
● 투자자가 달러로 돈을 보관하는데, 대출자는 루블로 대출이 필요하다. 

대출 이자율이 루블로 연간 20%다.  

● 투자자가 100% 통화 리스크 옵션을 선택한다.  

● 대출 금액은 6 천만 루블(1 백만 달러 거래 당일 Central Bank of Russia 환율). 1 달러당 60 루블. 

대출 기간 12 개월. 매월 1 백만 루블의 월간 지불. 남은 총 대출 금액은 마지막 달에 상환한다. 

● 보험자는 투자자에게 모든 작업에 대해 1 달러당 65 루블로 환율을 “고정”하자고 제안한다. 

1 달러에 대한 5 루블의 차이는 보험자의 위험 보험료이다. 

●� A 날에 대출자가 투자자에게 대출 퍼센티지를 지급한다. 그날의 달러당 환율 58 루블. 

투자자가 보험자에게 지불 금액 대비 58 루블에서 65 루블사이의 환율 차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 

●� B 날에 대출자가 투자자에게 대출 퍼센티지를 지급한다. 달러당 65 루블. 

투자자와 보험자 모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 C 날에 대출자가 투자자에게 대출 퍼센티지를 지급하고 대출 금액을 지급한다.달러당 환율 70 루블. 

보험자는 두 지불액 모두에 대해 65 루블와 70 루블의 환율 차이를 투자자에게 보상해준다. 

●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모든 지급을 65 루블의 환율로 받았다. 총 지급 금액은 1,107,757 달러이다. 

투자자의 순이익금은 달러로 10.75 %였다. 

결제 시스템 

● 각 국가에서 법적으로 순수한 거래를 보장한다. 

● 각 거래에서 퍼센티지를 받는다. 

투자 기금 

●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고 자신의 전략에 따라 대출자에게 분배하는 허브. 

● 기금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익에서 퍼센티지를 받는다. 

● 모든 은행, 전당포, MFO 또는 민간 기금은 — 본질적으로 다 자신만의 전략을 가진 투자 기금이다.  

● 당신은 자신의 전략과 커미션을 공지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합산해 전략에 맞는 대출자의 신청에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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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많은 투자자들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일일히 확인하며 골라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백서를 쓰는 시점에도 카르마에게 여러 큰 금융 기관이 협력해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 관리자 목록에 포함을 

요청했다. 

● 이에 대출 포트폴리오를 유가 증권으로 한 자산 유동화 메카니즘이 만들어진다.: 

○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 대출을 포장 할 가능성. 

○ 위 포트폴리오를 위한 토큰 발행과 시스템 안에서 발행한 토큰 판매. 

○ 다시 말해 토큰(참여 단위)의 소유자는 채권자가 지불하는 이자를 자동으로 받는다. 또한 토큰(참여 

단위)을 다시 판매 할 수 있다. 

 
참고: 카르마 사용자는 개인 또는 법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은행, 투자 기금, 보험사.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받게 되는 수수료의 평가: 

● 스코어링: 0-0.5%, 품질에 따라. 

● 대출자의 판매자: 0-0.5%. 

● 투자자의 판매자: 0-0.5%. 

● 생태계로서의 카르마: 0.5-1% 기술 서비스. 

● 결제시스템: 0.5-2%, 매개변수의 많은 수에 따라 다르다. 

● 추심원에게 지급할지 안 할지 또는 얼마나 지급할지 투자자가 결정한다. 

● 보험자에게 지급할지 안 할지 또는 얼마나 지급할지 투자자가 결정한다. 

● 보증인에게 요청할지 안 할지 또는 얼마나 지급할지 투자자가 결정한다. 

 
예비 견적에 따르면 거래 참가자들에게 평균 총 수수료 : 2-7%, 거래의 규모와 다른 매개변수에 따라서 다르다.  
 

참여자의 평판 (카르마) 

전세계적으로 사람들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위한 플랫폼들이 계속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 택시 기사, 청소부, 과외 

선생님, 의사 등, 누구든 할 것 없이 자신의 명성과 평판을 위해, 더욱 더 전문가로써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명성을 쌓는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사회적인 또 다른 자산이다. 

더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 고객은 몰리기 마련이다. 그것은 곧 신뢰를 뜻하기 때문이다. 

 
 
Amazon 통계에 따르면, 검색 첫 페이지에서 클릭된 제품으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80% 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등록되기 위한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상품과 판매자의 등급입니다. 
 
지역 서비스 검색 서비스인 유명 사이트 Yelp 에 따르면, 서비스의 별점 하나가 오를 때 주문량이 평균 5-9%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 하나는 평균 30 명의 고객을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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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한 조건을 아시나요? 유명한 베스트 셀러 ‘Conversion Optimization: The Art and 

Science of Converting Visitors into Customers’ 의 작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구매자의 88% 는 온라인 리뷰와 신용등급을 개인의 권고사항만큼 신뢰한다. 

● 별 다섯개의 판매자에게서 구매할 때, 구매자는 평균 지불하는 것 보다 31% 초과 지불 할 용의가 있다. 

● 온라인 구매자의 72% 는 긍정적인 리뷰를 읽은 후에만 새로운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한다. 

(물론 리뷰가 있을 경우) 

 
결론 : 카르마의 플랫폼에서 이 평판의 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며 모든 유저는 이 평판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이자/담보/기간에 대한 자율적인 설정 

카르마는 모든 사회적 및 경제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어떤 

금융 상품이 가능할지, 대출과 예금 이자율, 어떤 대출자에게 대출을 

승인할 지 어떤 대출자에게 대출을 승인하면 안돼는지, 어떤 매개 변수로 

스코어링 할지, 어떤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 할 것인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전통적으로 은행이나 많은 P2P 플랫폼이 보통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카르마는 사용자에게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율적으로 

부여합니다 : 단기 전당포 대출부터 무이자/무담보에 만기일 없는 

대출까지, 또한 담보대출과 신용카드로 모든 자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의 형태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조건으로 투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대출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조건으로 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든 기간으로 (심지어 만기일 없이: 상환 할 수 있을 때 상환하는 

형태의 조건으로도)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대출 프로젝트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허나 그들은 특정한 유형의 담보나 신용 자산,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포함한 하나의 관계 모델에 대해 엄격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C 담보로 USD,  

ERC20 토큰 담보로 ETH, 토큰화 된 금, 또는 토큰화 된 부동산 담보로 ETH, 이는 ETH 나 BTC 에 변수가 생기면, 

의존성을 띈 해당 프로젝트 역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개방된 시장은 특정 상황, 주 또는 관계의 유형에 따라 어떤 대출 조건이 더 적합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와 상이한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몇 자산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자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사회적 및 금융적 관계의 다양성 덕분에 생태계는 언제든지, 모든 형태의 금융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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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를 초월한 금융거래의 시작 

 

국경을 넘는 거래 
카르마는 다른 국가의 시민 또는 법인에게 재원으로 P2P 거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한 시장 동기가 
분명합니다: 부유한 국가 (부정적 예금, 부정적인 담보율) 들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 국가 (금리 20-30% 이상) 들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를 실현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및 법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 해외결제처리를 해 본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작업의 복잡성에 부딪혔습니다. 은행은 적은 돈을 송금을 할 때도 쓸데 

없이 많은 증명서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카르마는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고 자동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플랫폼으로 Kiva 가 있습니다. Kiva 는 이미 80 개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이 시스템은 수년 간 법률 분야에서 운영되었으며,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제공하고 규제자들은 이슈가 없습니다. 
 
국경 간 운영에 대한 옵션 고려 :  
 
명목 화폐로 송금을 할 경우, 해당 거래는 은행의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해당 에스크로 계정에 카르마의 

API 가 연계되어 있어, 송금 영수증에 대한 설명 필드에서 어떤 지불이 어떤 계약에 관련되 있는지, 이 지불이 어떤 

지불인지 (투자 아니면 대출 반환)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다른 버전의 전송 : 명목화폐->암호 자산->명목화폐, 현재까지 이 프로세스의 트랜잭션 비용은 단순히 

명목화폐를 송금할 때 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위한 편리하고 합법적인 서비스가 

생긴다면, 이는 카르마 생태계에 연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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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카르마의 두번째 핵심 요점은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역량의 분산입니다. 은행, 투자 펀드, P2P 플랫폼은 한 지역에서 

국한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우리의 모델은 어느 나라에서나 전문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통화 리스크 
국경 외 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통화 리스크의 보험입니다. 차입금을 회수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통화로 차관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통화의 환율은 투자자의 선호도에 비례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투자자들의 통화 위험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며. 이 기금은 통화 리스크를 축적하고, 

대규모 참여자들이나 열린 시장에서의 헤지 펀드를 재발송할 것입니다. 
 
통화 보험료는 각 통화 쌍별로 시장과 개인이 부담할 것이다. 이 통화 보험료를 지불하는 선택은 투자자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외환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모든 옵션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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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중앙화 된 IT, 블록 체인 기술 

 
카르마는 블록 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 기술로 인한 데이터 저장의 안전성. 

2. 분권화로 인한 내결함성의 증가 

3. 암호 체계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능력:BTC, ETH, 토큰화 자산(금, 부동산, 공장) 

4. 현재와 미래의 블록 체인 레지스트리에 연결: 개인과 회사의 식별, 국가의 지적공부, 증권예탁원 등록부, 지갑과 

암호화폐 트랜잭션 식별자. 

5. 약속과 약속을 실행 등록하기 위해 전자 공증인의 역할. 

블록 체인이 사용하는 기술 

최대 속도: 100,000 초당 트랜잭션(ETH — 30, BTC — 7). 
최소 트랜잭션의 가격: 0.02 달러 (ETH — $1.5 까지, BTC — $5 까지).  
 
Graphene 는 dPoS (delegated proof-of-stake)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트랜잭션 속도와 경제성이 

가능합니다. 즉 이 생태계에선 비싸고 노동집약 채굴(mining)이 없습니다. 토큰은 미리 채굴 (mining) 됬고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그냥 토큰을 교환하고 트랜잭션을 블록 체인에서 저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채굴 (mining) 없는 암호 

자산들이 매우 많으며, https://coinmarketcap.com 에서 그것이 별표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것들을 

꼽자면 Ripple, NEM, OmiseGo, NEO, TenX, BAT. 정도? 
 
심지어 Ethereum 의 창조자들도 백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채굴(mining) 을 하기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채굴(mining) 의 비용이 2020 년까지 총 네트워크 매출액의 52 %가 되며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Ethereum 이 roof of stake 으로 옮길 것입니다. 
 
dPoS (delegated proof-of-stake) 방식에 대한 짧은 설명 : 

● 트랜잭션 서명을 증인(witnesses)으로 한다. 

● 트랜잭션을 서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토큰 소유주의 투표로 선택된다. 따라서 토큰 소유자는 자신의 투표권을 

서버 용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한다. 

● 네트워크 코드, 트랜잭션 수수료 및 다른 핵심 사항에 대한 변경은 토큰 소유자의 투표로 선택된 대리인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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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o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bitshares.org/technology/delegated-proof-of-stake-consensus/ 그리고 

http://docs.bitshares.org/bitshares/dpos.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Graphe 를 사용하여 데이터 구조를 보완하고, C++플러그 인의 형태로 스마트 계약(DAPANDA)을 만들 

것입니다. 블록체인 코어에 연결하려면 HTTPRESTAPI 를 통해 연결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 옵션은 

컴퓨터, 태블릿 및 모바일 장치에서 작동하므로 각 버전을 앱 스토어와 조화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Steemit, 

Golos, BitShares(OpenLedger, RUDEX)및 peerplay 가 조직된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 Karma 는 OpenSource 프로젝트이며 우리는 Github 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 할 예정입니다. 

모든 형태의 대출과 담보 사용 

 
투자 제안 또는 대출 찾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는 담보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대로 0% 부터 무한대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겠다구요? 실제 플랫폼이 돌아갈 때쯤 되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대출 조건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담보 대출 
 
부동산. 사업 대출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담보이며, 주요 쟁점은 계약서 등록과 철회입니다. 
카르마 플랫폼 내에서는 담보를 이행하는 절차의 자동화가 계획되어있으며, 국가의 경계 없이 투자자는 지적 재산권 (IP) 

이 API 에 연결된 다른 나라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 

협약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플랫폼의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시장에 매각됩니다. 그 후에, 대출자는 

필요한 금액을 되돌려 주고, 투자자는 나머지 돈을 받습니다. 
 
2016 년, 러시아에서는 Rosreestr 와 Sberbank 가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전자 상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의 지적 재산권은 블록 체인으로 변환되었으며, 그 중 몇몇 국가에는 부동산의 상태 확인,저당권 

설정, 심지어는 새 소유주에게 양도 할 수도 있는 형태의 공개된 API 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암호화 자산 (BTC, ETH, 다른 암화화폐나 토큰, 디지털화 금(Digix) 또는 부동산 (BankEx)) 을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행이 간단하며, 이는 모두 Smart.Contract 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와 대출자는 Smart.Contract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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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고, 채권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양도합니다.  대출자가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대출자가 설정한 담보는 계약 

조건대로 처리됩니다. 담보가 처리되고나면 금액화가 되며, 이 금액에서 대출 금액만큼 채권자에게 납부, 그 후 남은 

금액은 대출자에게 반환됩니다. 
 
명목화폐. 대출자가 하나의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의 대출이 필요하면 소유한 통화 담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대출자가 에스크로 계정에 담보를 입금을 한 후, 채권자도 돈을 에스크로 

계정으로 입금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플랫폼은 에스크로에 있는 담보를 차단합니다. 대출금이 반환되고 대출이 

종료되면, 이 즉시, 계약이 종료되며 대출자에게 담보가 반환됩니다. 
 
그 외 다른 담보들. 위에 소개된 것들 외에도 카르마는 다른 담보의 종류들을 계속 추가할 것입니다 : 예술 작품, 컬렉션, 

자동차, 창고 또는 도로의 물품, 그 무엇이 됐던, 이를 담보로 설정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 카르마 플랫폼 내에서의 모든 

담보의 원리는 “담보물을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그는 당사자의 의무가 이행 될 때까지 에스크로를 차단한다.” 

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무담보 대출. 

무담보 대출은 자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며, 카르마는 이를 

위해 가장 진보적인 평점을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 평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은 담보가 없다는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수반합니다. (투자자 입장)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한 

합리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며, (우리는 1 인 1 조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10%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무담보 대출의 불이행과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a) 추심원에게 채권을 할인하여 매도 가능 
b) 추심원에게 위임 후 채권추심 및 회수 진행 가능 
c) 대출 회수를 위한 직접 고소 가능 (플랫폼의 자동화 메커니즘을 활용) 
 
lending club, kiva 와 같은 플랫폼들이 보여준 대출사업의 성과보고,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보고서 등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무담보 대출 연체율은 10 %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는 2-5% 대로 낮아질 것 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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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된 메커니즘 (Maximum Automation) 

 
카르마의 목적은 거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카르마 플랫폼 내에서 자동화 되어 진행됩니다. 이젠, 전혀 복잡하지도, 까다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 준비 된 템플릿 세트가 있는 전자 대출 및 보증 계약. 

● 채무 인수 / 의무 할당. 

● 집단 소송. 

● 담보 등록 및 해지 

● 통화 리스크 보험. 

● 대출자에게 간단한 서비스 제공 및 짧은 대출 승인 기간. 

● 평점 자동화. 

● 모든 거래를 지원하는 에스크로 계정. 

● 한번의 지불로 다른 투자자에게 퍼센티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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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평점 (Smart Scoring) 

 
대츨 금액에서 담보 비율이 작을 수록, 또는 당사자가 서로 잘 모를 수록, 당사자들 간 서로 확인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믿을만 한 것은 다름아닌 평점입니다.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평점 시스템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SaaS 모드 (각 단계에 

소정의 수수료가 드는 방식) 로 작동합니다. 
 
카르마의 목적은 국가에 따라, 관계에 따라 수 없이 다를 수 있는 이 다양한 평점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번째 버전의 평점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신상 : 

- 성별 

- 나이 

- 결혼 여부 

- 보증인 

- 법원 소송 기록 유무 

- 신용 기록 유무 

- 범죄 기록 유무 

재무 정보: 
- 소유한 부동산 

- 자동차 

- 비즈니스의 재무 지표 

- 기타 신용 의무 (보유 대출 유무) 

행동 정보: 
- SNS 계정, 활동, 친구 관계에 대한 분석 정보 

- 전세계를 돌아다닌 것에 대한 분석 정보 

- 선호도 분석 - 식당, 자동차 등 

- 교통 법규 위반 

- 사용자의 휴대 전화 사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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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표는 모두 전체 평가에서 자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신러닝 메커니즘을 통해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지표의 비중 역시 개인화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표는 비중이 거의 없거나 아예 삭제 될 것이며, 중요한 지표는 사용자의 평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SNS 가 발전함에 21 세기의 트렌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대출자의 사업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모든 정보가 공개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아래는 Lending club 에서 공개한 통계입니다 : 이자율 분배(회색), 투자자의 최종 수익률(컬러) (모든 수수료, 세금, 

불이행 채무 및 기타 비용을 빼고). 대출자는 평점에 따라 그룹으로 나뉘였습니다. 
 

 

위 그림은, 여러 그룹의 대출자에 대한 각기 다른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빌려준 대출금의 최종산출량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르마는 외부 스코어링 회사들을 비롯하여 누구든 쓸 수 있는, 데이터 등록을 위한 공개 API 를 제공 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도, 프로젝트 내에서 수집 된 Big Data 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해커톤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 세계 모든 곳의 프로그래머 팀이 평점 

시스템의 머신러닝 메커니즘을 두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마치 Kaggle 회사 처럼요 (Kaggle 회사 안에서는 수천 개의 팀이 

더 나은 머신러닝 메커니즘의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와 핀테크가 개발 된 나라에서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스코어링 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많은 SaaS 솔루션 (신용 

조사 기관, 여권 정보, 법원등) 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스코어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는 제휴를 통해 스코어링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1. 결졔 시스템 : bitPesa, M-Pesa 등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결제 시스템 내에서는 금융 트랜젝션의 기록이 

저장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출자의 안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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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mmerce 마켓 플레이스: Yandex market, Amazon, Etsy, Ali Express 등의 온라인 마켓을 이용합니다. 

대출자가 온라인 마켓에서 적극적으로 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판매 통계를 스코어링을 위한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3. 휴대 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활동을 기록하는 시스템들을 이용합니다. 요 근래의 스마트폰은 당신의 배우자, 

부모님, 친구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 따른 스코어링의 역할을 하는 카르마의 첫 번째 파트너 

중 하나는 이미 캄보디아, 미얀마 및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서비스인 MicroMoney 입니다.  

상호 책임 (연대 책임) 

 
2006 년, 방글라데시의 은행가이자 경제학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는 전통적인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단 소액 대출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발안 및 실행,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974 년에 유누스가 27 대 44 로 그의 첫번째 신용 대출 이자 

44 달러를 받았을 때 발안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는 여러번 실험을 반복했고, 그의 돈은 항상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984 년, Grameen 은행이 열렸습니다. 
  
지난 9 년간의 실험 동안, 유누스 는 서로 간의 상호 보증이나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의 상호 보증, 또는 팀의 거대한 힘을 

형성하는 이 대출과 은행의 기본 원칙을 형성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대출자는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5 명의 대출자들과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Grameen 담당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담당자는 그들의 사업 계획에 대해 묻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빚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 6 주간, 5 명 중 2 명이 대출을 받고, 그 2 명이 빚을 갚을 때 그 다음 2 명의 대출이 받고, 그리고 그 

2 명이 제때에 빚을 갚으면, 마지막 1 명이 대출을 받습니다. 일종의 이어달리기, 릴레이 시스템인 셈이지요, 이 모든 것이 

끝나고나면, 더 길어진 기간과 더 큰 금액으로 모든 게 다시 반복됩니다. 만약 이 중 한 사람이 누군가가 신뢰할 수 없는 

대출자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 팀에 소속된 5 명 모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Grameen 은행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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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같은 팀에 있는 대출자들이 신용등급을 잃지 않게끔 서로 격려를 하고 제 때에 대출을 상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카르마는 상호 책임의 몇가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을 

시 평판과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거래 결과를 받기 전에 현금 거래를 

받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분석가, 변호사, 변호사, 기타 다른 이들은 대출자가 투자자의 계좌에 대한 지불을 

시작하기 전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호 책임의 요소로서, 집단적인 보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X 의 대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그는 그 회사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상황, 대표가 대출을 신청할 때 다른 모든 공동 

창업자들은 그의 보증인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가능한 한 책임감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카르마의 참여자 중에는 종종 기업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대출을 요청함으로써, 기업가는 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그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많은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크라우드펀딩 

처럼요. 
 
게다가, 기업가는 카르마 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 를 좋아하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일을 함께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죠, 이 말은 즉, 국경을 뛰어넘어 파트너를 찾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르마에서의 좋은 

평가들은 새로운 국제적인 파트너들의 신뢰를 위한 좋은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개발중인 상품/서비스의 판매 

상품/서비스의 생산자는 개발중인 상품/서비스를 출시 시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는 농업 분야의 오프라인 도구, 부동산의 건설, 심지어 자동차 부품 생산에 있어서도 관행처럼 

내려왔습니다. (이를 소위 얼리버드 거래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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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계약을 분할하고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약을 여러개의 작은 옵션으로 나누고, 원래 구매 가격보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매가 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매자가 자산의 직접적인 소비자 (예컨대 감자 칩 공장이 감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이를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급 업체의 경우, 이 계약을 통해 그들은 마케팅과 판매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제품 창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고객에게 할인 판매를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도구는 현지에서 

생산품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는 현지에서 생산품 시장을 확장합니다. 

또한, 이 기능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내부 거래 통화, 물물교환 경제 

높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카르마에 많이 모이게 된 후, 카르마 토큰은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쓰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물 교환 거래 같은 것이요. 
 
카르마에서는 분할되거나 재판매 될 수 있는 형태의 ‘어음’ 과 유사한 ‘융자금’ 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stable coin 인  

융자금은 특별한 플랫폼의 내부 통화로 액수가 매겨질 것이며, 용자금은 발행자의 제품으로 보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 자동차 공장은 공급 업체의 고무를 주문했다. 

● 하지만 자동차 공장은 여분의 명목화폐가 없다. 

● 이 때 카르마 플랫폼 생태계에 두 가지 항목이 생긴다: 

○ 자동차 공장에게 미래의 자동차로 보장 된 내부 통화로 대출을 지급한다. 

○ 공급 업체는 내부 통화로 된 용자금 문서(어음 유사물)를 받는다. 그것으로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 채무 상품을 분할하여 다른 참여자에게 양도(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거래를 간소화한다. 또한 이 

자산을 생태계 외부로 판매하고 명목 화폐로 전환 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고무 공급 업체는 제품을 보내고 지불을 기다리지 않다. 

●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래 비용이 감소된다. 
 
내부 통화의 역할은 다른 상품의 가격 사이의 트랜잭션 계수이며, 또한 거래 상대방 간의 의무의 크기를 

유지하는 데에 쓰여집니다. 
 
이 제도는 검증되었고,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며, Bernard Lietaer 교수가 Commercial Credit Circuit 에 쓴 기사에 자세한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lietaer.com/2011/09/commercial-credit-circuit-c3/) 이 WIR 이라는 시스템은 1939 년부터 

스위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실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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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쟁업체 및 파트너들 
 

카르마는 경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금융 서비스 및 자산 토큰화 플랫폼과 

파트너쉽을 맺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블록 체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10 가지 이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연구한 회사 및 프로젝트 목록: 
MarketInvoice, https://www.marketinvoice.com/products  
Dharma, http://dharma.io/ 
Suretly, https://www.ico.suretly.com/ru  
WeTrust, wetrust.io 
Polibius, https://polybius.io/en/  
BankEx, https://bankex.org  
Lending Club, https://www.lendingclub.com/public/careers.action  
SALT, https://saltlending.com  
BTCJam, https://btcjam.com  
LoanBase (Bitlendingclub), http://loanbase.com/en , http://bitlendingclub.com  
BTCPOP, https://btcpop.co/  
GetLine, https://getline.in  
BM Chain, https://bmchain.io/ru 
Bitbond, https://www.bitbond.com 
Everex, https://www.everex.io  
ITTEX, http://www.itex.com 
Kiva, http://kiv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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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 개요 

자세한 테이블: dropbox.com/s/ow4gzcfhwmcu3dg/Karma.Comparsion-Grid.xlsx?dl=0&raw=1  
 
목적으로나 범위나, 심지어 신념적으로도 가장 유사했던 것은 Kiva.org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 억 달러 

이상의 소액 융자를 발행했습니다. 
 
카르마와 주요 차이점:  

● 카르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카르마는 무담보 대출, 담보 및 대출로 암호화 자산을 사용, 거래 내역의 공개 저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을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프로젝트랑 비교했을 때 카르마의 주요 특징: 

● 모든 사용자가 모든 역할을 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호 작용은 P2P 로 진행된다. 

●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한 국가에 국한되어있었다.) 

●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 단기 전당포 대출부터 무이자/무담보에 만기일 없는 대출까지, 

모든 기간으로 (심지어 만기일 없이: 상환 할 수 있을 때 상환하는 형태의 조건으로도)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 공개된 시장은 사용자들이 어떤 관계가 어떤 경우에 어울리는지 직접 결정할 수 있게끔 한다. 

● 평점 (Scoring) 을 위한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다. 

● 상호 정착을 위한 경제를 창출할 전망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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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르마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생태계 

소셜 네트워크 

평판을 디지털화 하는 메커니즘이 준비될 것이며 SNS 또는 채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 

각 역할의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또 대출자를 비롯해 카르마 내의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며, 어떤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기관도 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Karma 를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이 교육을 받게되며, 이는 곧 다양한 분야의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P2P-멘토 의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멘토들의 네트워크 역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링을 통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카르마에서 스코어링은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거부당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카르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카르마에서 낮은 스코어링을 받게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 

 
● 개선해야 할 점. 

● 가능한 개선 방법. 

●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또는 교육 프로그램.  

 
사실 기업가들이 자주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자신의 사업을 대충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스킬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다시 성장하여 1-2 년 후에 많은 돈을 가진 투자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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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선물, 어음 및 신용파생상품 거래소 

이 프로젝트는 BitShares 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온라인 상점에서 현재의 소매 가격을 볼 수 있고,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구매한 옵션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세상. 항상 당신이 구매하고싶은 가격에, 더 저렴하게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8.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 유저는 카르마 플랫폼에 가입 후, 자신에게 맞는 제안 및 수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KYC(Know Your Client) 절차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여권, 또는 ID (신분증) 를 준비해주세요. 

 
● 거래를 하는 유저들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전자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 Karma [카르마] 는 명목 화폐 라이센스를 가진 은행에서 독자적인 에스크로 계정을 제공하거나, 

암호화된 자산을 위한 암호화-에스크로 계정을 제공합니다. 

 
● 채권자가 에스크로 계정으로 자산을 보내면, 시스템은 전자 계약서 상에 번호를 표시합니다. 

(이를 전자계약 번호 라고 합니다.) 

 
● 지불 주문서에 표시된 번호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분석하고, 

에스크로 계좌로부터 대출자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 Karma [카르마] 는 블록체인에 대출이 되었음을 등록합니다. 

 
● 대출자는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매 월 (Monthly) 대금을 지불하며, 

시스템은 모든 형태의 지불에 대해 전자계약 번호를 표시합니다. 

 
● 유저의 에스크로 계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채권자에게 지불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로써 거래가 개인간의 거래가 마무리 됩니다. 

 
●� Karma [카르마] 는 블록체인에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등록합니다. 

 
● 모든 절차가 끝나면 카르마는 해당 거래가 끝났음을 블록 체인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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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거래를 진행한 유저는 카르마를 추가로 받습니다 

(상호 간의 평점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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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젝트 개발과 버전 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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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마 프로젝트 팀은 P2P 대출에 대해 수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P2P 대출 사립 기금은 2014 

년부터 러시아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영업했으며 맨땅의 헤딩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 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카르마는 이 수년간의 경험의 유기적인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알파버전 (11.2017) 

● 담보 없는 명목 화폐 거래 

● 암호 화폐의 담보로 대출(암호 전당포): 

○ 대출자가 담보로 BTC/ETH 를 넘긴다. 

○ 채권자가 달러로 대출을 지급한다. 

 
두 번째 버전 (Q1-Q2.2018): 

● 카르마 토큰 [KRM] 으로 수수료 납부 

●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거래 

● 통화 리스크 회피 

● 플랫폼 내의 역할 다각화 

● 유동성, 본인인증, 평점 시스템에 대한 파트너 추가 

● 글로벌 대사 (Ambassadors) 네트워크 구축 

 
세 번째 버전(Q3-Q4.2018): 

● 오프라인 자산의 토큰화 

(금, 부동산 등의 자산들) 

● 플랫폼 내 역할 추가 

● 개발중인 제품/서비스의 판매 

● 물물 교환 지원. 

10. Karma 금융 

Presale 

날짜: 2017 년 8 월 17 일 ~ 2017 년 8 월 30 일 
Hard cap : 500,000 USD 성공적으로 달성. 
평균 지불액 : 5.2 ETH.  
토큰 가격: 100 USD. 
Presale 에선 기금 및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금액을 개인 투자자로 부터 받음. 
광고를 위한 마케팅 예산은 750 달러. 
 
모금 된 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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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버전 개발 및 디자인 : 88k USD. 

● 법률 검토 : 25k USD. 

● 토큰세일 마케팅 및 Press Release : 160k USD 

- 콘텐츠 준비, 커뮤니티 지원, 미디어 보도 자료, 여러 언어로 된 컨텐트 번역, 회의 참석 등이 포함됩니다. 

● 카르마의 첫번째 대출금 / 카르마 플랫폼의 투자 기반 조성 : 100k USD. 

● 위험을 대비한 비상금 : 100k USD. 

 
Presale 을 위해 이더리움을 통한 Smart Contract 를 만들었으며, 이는 오픈된 github 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https://github.com/goognin/karma  
 
토큰 세일 전, Presale 기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책임은 런던 회사 Goodeast Consulting Ltd. 에게 있습니다 

(https://beta.companieshouse.gov.uk/company/10596223). 
 
Presale 기금은 Multi-Sig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카르마 팀이 공인한 4 명 중 3 명이 서명을 하는 것 외에는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 중 2 명은 EU 에 소재한 변호사입니다. 
Presale 기금의 사용 내역은 자동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또한 카르마 팀은 매주, Presale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기금의 지출과 이에 대한 사용 목적을 설명합니다. 매주 발행되는 주간 보고서는 공식 카르마 (Karma) 

블로그에 게시됩니다: 
https://medium.com/@karma.project  
 
Presale 참여자의 토큰은 Open Ledger 거래소를 통해 정식 카르마 토큰으로 교환될 것이며 

이 때의 비율은 1 PKRM = 100,000 KRM 이 될 것입니다. 

Token Sale 

시작 날짜 : 2017 년 11 월 27 일  
종료 시점 : Hard Cap 에 도달할 때 또는 2017 년 12 월 10 일 
Soft Cap : 3M USD. 
Hard Cap : 10M USD. 
토큰 가격 : 0.01 USD. 
ITO 에서 생산 된 토큰 수 : 30 억 
이 중 판매용 토큰 수 : 14 억 2 천만 개 

실행 절차 

●� 10 월 2-5 일 공식 사이트 https://karma.red/ 에 white list 등록이 열린다.  

● 모든 화이트리스트 참여자는 Open Ledger 에 가입하고, 카르마 측에게 자신의 거래소 ID 를 알려줘야 한다. 

● 명목화폐로 토큰을 살 때 거래소에서 KYC 해야 한다. 

● 사용자는 AML 또는 CTF 요구 사항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카르마는 white list 에서 사용자를 제외시킬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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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월  26 일 white list 등록이 마감된다. 

●� 2017 년 11 월 27 일-28 일, white list 멤버 전용 토큰을 판매한다. 

●� LOI (서명 의향서) 를 서명한 100,000 USD 이상 토큰 구매자는 

White list 에 몇등인지에 따라 토큰 구매를 위한 우선권을 갖는다. 

● 얼리버드 할인율 : 

○� 0.5M USD 모으기까지 50% 할인. 

○� 1.5M 까지 30% 할인. 

○� 4M 까지 15% 할인. 

●� 11 월 29 일 판매되지 않은 토큰이 남아 있으면 남은 토큰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 판매한다. 

●� Soft cap 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표로 토큰 소유자가 다음을 결정한다: 

○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토큰 판매 연장. 

○ 관련된 재원을 사용하여 카르마 플랫폼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서 추후 세번째 토큰 판매. 

● 토큰 구매는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된다. 

● 구매자들은 토큰 판매 완료 후에 거래소에서 토큰을 팔 수 있다.  

● 토큰 판매완료 후 한달 이내에 다른 거래소를 통해 상장될 것이다. 

● 토큰 판매 참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사전에 게시되며 프로젝트 공식 채널에서 참여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https://t.me/karmaprojecten , https://t.me/karmaproject , https://open.kakao.com/o/gKNwGqA , 

https://medium.com/@karma.project , https://twitter.com/KarmaBlockchain. 

 

 

모금 된 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자체 손익구조 형성 (자급자족) 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마케팅 : 45%  

● 카르마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 20%. 

 ITO 에서 모금 된 기금의 상당 부분은 카르마 안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위한 투자 기금이 되어야 

하며, 이는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익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 이것은 카르마 와 카르마 내의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신뢰를 쌓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 
● 보험 기금 : 10% 

● 토큰세일 마케팅 및 Press Release : 18%  

● 변호사 비용 : 2% 

● 창립자들 (일년 이내 나눠서 지급 예정) 5%  

최종 토큰 분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총 토큰 30 억에서: 
● 창립자들에게 토큰 5 억 (17%) (일년 이내 나눠서 지급 예정) 

●� Presale 구매자에게 토큰 5 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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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O 토큰세일 참여자에게 토큰 1275 백만 (42%)  

● 미래 커뮤니티 구성원의 동기 부여 및 생태계 개발을 위한 예비 토큰 725 백만 (24%) 

(Bounty Reserve)  

 
우리가 왜 토큰 예비자산을 만들기로 결정했는지: 
 

● 우리는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동기 부여(바운티)를 위한 적절한 토큰 양을 할당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예비자산의 사용예시: 

○� Ethereum 도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코드 개발 

(medium.com/@FEhrsam/에 대한 기사 참조). 

○ 취약점에 대한 코드 및 법적 구조 테스트.  

해커는 사람이기도하며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예비 취약점 분석에 대한 보상이 훔칠 수 있는 금액과 

노동/소득의 비율이 유사하면 해커도 White Hat 으로 되는 것을 선택한다.  
○ 개발자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해커톤. 

○ 생태계에 에반젤리스트를 끌어 당기기. 

○ 다른 국가에서 지역 커뮤니티 개발. 

○ 투자자를 생태계로 끌어 당기기. 

○ 언론 홍보물 및 다른 프로젝트의 홍보 방법. 

 
● 이전  백서의 버전에서는 바운티를 돈으로 지불 되었는데 기존의 관행을 분석 한 결과 토큰 지불이 더 

효율적이라고 나왔다: 

○ 토큰을 소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의 폭이 넓어진다. 

○ 토큰을 받고 일 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믿고 더욱 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위해 일 할 것이다. 

모금한 자금의 안전 보장 

● 국제 에스크로 — Open Ledger. 

● 자금의 목적이 있는 사용을 위한 법인의 책임. 

● 블록 체인을 통한 비용 처리. 

● 월간 공개 수입과 비용 보고서. 

제한 사항 
한 사람에게 토큰 판매를 통해 판매 된 토큰의 20 % 이상을 팔지 않는다(전체 수량의 8.4 %). 우리는 프로젝트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토큰 소유자가 많을 수록 생태계가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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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a 토큰의 기능 

플랫폼 내의 모든 수수료는 Karma 토큰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토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 플랫폼 내의 모든 수수료를 카르마 토큰으로 지불합니다 : 

평점(scoring), 거래 처리, 보험, 추심 등 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들은 API 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자동으로 카르마 토큰을 구매합니다. 

● 거래 규모가 커질 수록 수수료의 규모와 카르마 토큰의 수요가 높아집니다. 

● 총 토큰의 개수는 변함이 없으나, 토큰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큰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 성장률 때문에 토큰 구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 부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 BTC 이나 ETH 과 달리 토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수료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카르마 토큰의 가격이 두배로 오르더라도, 똑같은 수수료 규모에 절반의 토큰 수를 낼 것입니다. 

  
위에 나온 것 처럼, 전체 거래량 대비 수수료의 예산 평균 규모가 5-7%일 것입니다. 

 
 
100,000 토큰 이상을 가진 소지자의 추가 기능  
 
Dark pool 에 대한 엑세스 [새로운 투자/대출에 대한 우선권 확보] 
 

● 토큰 소지자에게 잠재적인 이익의 중요한 재원.  

● 이미 50 년 이상 증권 거래소에서 운영되고있는 시스템입니다. 

● 새로운 대출신청서와 투자신청서는 Dark pool 에 우선적으로 공개됩니다.  

●� X 일 이내 토큰 소지자 중 아무도 신청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은 Public pool 로 넘어갑니다. 

● 따라서 토큰 소지자는 가장 수익성 높은 대출 신청 및 가장 접근 하기 쉬운 돈에 대한 정보에 우선권을 받습니다. 

이것의 수익모델은 매우 명확합니다. 

● 만약 여러 명의 토큰 소지자가 동시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일 경우, 가장 많은 토큰을 가진 소지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 토큰 갯수에 따라 레벨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큰이 많을수록 우선권을 갖습니다. 

향후	전망	: 2017 2020 2025 

거래	규모, USD 5M 1bln  15 bln. 

수수료	규모	(토큰의	수요), USD 250k 50M 7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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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안에서 수수료 할인 
-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거래의 수수료가 50% 할인됩니다. 
- 매출액이 1 년에 1M USD 매출액일 때, 약 10k USD 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 
가장 많은 토큰을 가진 소유자 15 명의 공개 투표를 통해 추가 토큰 발행 및 개발 핵심 포인트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bitshares.org/technology/delegated-proof-of-stake-consensus/) (http://docs.bitshares.org/bitshares/dpos.html 

) 즉, 수수료 업데이트, 추가 지폐 발행과,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 업데이트 등, 개발 핵심 포인트에 대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Tokensale 후 발행 될 새로운 토큰 

카르마는 빠른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카르마 팀은 새로운 토큰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플랫폼의 개발은 내부 거래 지수의 증가, 토큰 가격의 매끄러운 성장 및 거래소에서 토큰의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토큰 소유자도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 개발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토큰을 발행할 생각입니다. 거래 수량의 성장 동력이 토큰 수량의 성장 

동력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토큰 가격이 계속 오를 것. 입니다. 토큰 가격의 성장 완화 및 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내 사용자 수의 확대 역시 목적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토큰을 가진 소유자 15 명과의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토큰 발행 절차와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dPoS 구조 

참고). 
 

 A B C 

%$ '� , �� 
 ((�) 

6 �� 1 	 1.5 	 

*�)�� �� �� �� 24M USD 72M USD 200M USD 

�& " %$ � 30� 35 � 40 � 

#� %$ �+ �� 5� 5� 5� 

%$� �� � �� �� 0.03 USD 0.06 USD 0.12 USD 

!
 � ���� 15 �� USD 15 �� USD 15 ��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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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카르마는 비영리 프로젝트이며, 카르마 토큰은 utility 입니다. 토큰을 통해 기회가 창출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회의 창출을 위해서는 토큰 소유자들의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생태계에서 잉여금이 축적되면 다음과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 채무 불이행을 일부 보상하기 위한 보험기금 형성. 

● 생태계의 사용자에게 특혜 조건으로 대출을 하기 위한 기금. 

● 시장에 토큰 재구매. 

● 프로젝트 개발자 커뮤니티를 최대한 오랫동안 서비스하기 위한 기부 기금. 

영업활동의 재정 계획 

모든 숫자는 “USD/월” 을 의미합니다. 
 
영업 비용: 
 

● 개발 팀: 60k : 

● 경영과 다른 관리비: 30k :  

● 미디어 지원 및 이벤트: 50k : 

● 사무실: 10k : 

● 법률 비용: 10k : 

● 커뮤니티의 활발한 멤버 지원: 10k :  

● 위험 등 다른 비용: 30k : 

● 총 경비 : 200k USD/월 

 
영업 수입: 
 

● 투자 기금: 

○� 2M USD * (20%-7%) / 12  = 22k 

● 집행한 거래의 수수료: 

○ 처음에는 거래의 규모 5%까지, 나중에 규모가 더 커지면 

시스템의 수수료를 1% 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0.5%까지 줄일 계획 

○� (200k - 22k) / 1% = 18М USD — 프로젝트의 자율적인 작업을 

재정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월 거래의 규모. 

○ 비교 대상: Sberbank 는 하루 50M 달러의 소비자 대출만 발행하며, 다른 대출을 모두 고려하면 어느 

달엔 하루에 100M 달러에 달한다. 카르마의 자율 작업을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160 배 많은 금액이다. 

○ 따라서 카르마는 제 3 금융권 수준에만 도달하더라도 안정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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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금 

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먼저 모여야 플랫폼에 활기가 돌고 기초적인 것이 갖춰집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ITO 에서 2 억달러의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투자 기금 조성에 사용할 것입니다. 
 
초기의 펀드 수익은 루블 (RUB) 로 매년 약 20%정도가 될 것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통화 회피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헤징 (위험에 대한 회피) 비용이 연간 약 5-7%정도 비용이 들 것입니다. 

보험 기금 

기존의 보험 제도는 불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건강 보험에 대한 총 보험료가 연간 1 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fool.com/investing/general/2015/01/04/heres-what-the-average-american-pays-for-health-

in.aspx).  
 
그리고, 이 1 조 달러에서 간접 관리 비용이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bloomberg.com/news/articles/2013-04-10/the-

reason-health-care-is-so-expensive-insurance-companies). 게다가 미국에서 보험 회사 수익성은 약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investopedia.com/ask/answers/052515/what-usual-profit-margin-company-insurance-sector.asp). 

평균적으로, 모든 미국 시민들은 연간 1 만 5 천달러 이상을 건강 보험에 지출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식품이나 주택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지출한다. 
 
만약 당신이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거래에서 약간의 금액씩만 모은다면, 비영리 단체를 통해 그것을 가장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미국에서는 의료 보험에만 연간 0.3 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선 단체의 비용 이상이며, 효율적입니다. 
 
또한 보험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여행 보험, 사업 보험 등, 여러가지 다양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인 카르마는 대부분의 잉여 소득을 보험 기금으로 보내며, 이 기금에서 생태계 내의 대출 채무 

불이행이 부분적으로 보상됩니다. 
 
상호 보험 플랫폼에 관해서는 Daniel Larimer(BitShares, EOS 및 Graphene 의 공동 저자)의 기사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ytemaster.github.io/article/2016/01/01/Mutual-Aid-Society-vs-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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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검토 

토큰의 법적 상태 

 
● 토큰 구매자는 투자자가 아니고 토큰은 투자가 아닙니다.  

● 카르마 토큰 — application(utility) token. 

● 토큰 구매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사용권의 구매이며, 토큰이 많을 수록 사용 특권이 많아집니다. 

● 토큰 판매는 모든 법적인 구조 안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 토큰 소유자는 타인에게 토큰을 재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AML (Anti-money laundering)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KYC(know your client) 절차가 수행됩니다. 

● 미국 및 중국인은 토큰 판매에 대해 참여가 제한됩니다. 

● 토큰이 Howey Test 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가 아닙니다: 

 
○ 토큰은 돈 또한 돈의 유사물로 구입한다. 

○ 토큰 판매 주최자는 한 기업에서 통합한 사람의 그룹이다. 

○ 토큰은 Howey Test  세 번째 항목에 맞지 않다 (With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derived 

solely or predominantly from the efforts of others), 왜냐하면: 

 
■ 토큰 소지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할 계획이 없다. 

■ 토큰이 채권이 아니다. 발행인은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대출금 퍼센티지를 지급하지 않는다.  

■ 토큰 소유에서 이익을 보면 노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  

■ 토큰이 판매 될 때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버전이 이미 준비될 것이다. 

 
● 이러한 토큰에 관한 법적 상환 덕분에 토큰을 합법적으로 암호화 자산으로도, 명목화폐로도 매매할 수 있다. 

(미국인과 중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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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법률 구조 

 
A.네덜란드의 비영리 재단. 스티킹 (Stichting) 형식으로 차릴 것이며, Artem Laptev 와 George Goognin 이 50% 씩 

지분을 나눕니다. 재단 헌장에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재단이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에 수혜자가 없을 것이며, 재단의 이사는 Rustam Vakhitov 가 될 것 입니다. 
 
B.네덜란드의 지주 회사. 네덜란드 지주 회사의 지분 100%는 앞서 이야기한 비영리 재단이 갖습니다. 회사는 

알메러(Almere)시 에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출 것입니다. 회사는 카르마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모든 

자산의 판권 소유자가 될 것이며, ITO 의 틀 안에서 계약 제안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는 Rustam Vakhitov 가 맡을 것입니다. 
 
C-E.사업 수행하는 국가에 있는 운영 회사. 각 지역 운영 회사들의 지분 100% 는 앞서 이야기한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갖습니다. 어떤 관할 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 가 필요할 것이며,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통화로 

거래하기 위해서 지역 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국가에선 세금면에서 지역 운영 회사를 통해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F.토큰 판매 오퍼레이터. 독립적인 유럽 회사가 ITO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가 토큰을 판매 시 AML 

및 KYC 절차를 준수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무실은 에스토니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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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 

플랫폼의 사용자 사이의 문서 흐름은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블록 체인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자 계약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은 플랫폼에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 계약의 예:  
 

● 대출 계약 

● 대출 연장 

● 보증 

● 통화 거래 여권 

● 통화 리스크 회피 

● 보험 

● 담보의 등록 및 인출 

● 개인 및 집단의 소송 
 

● 청산협정서 

● 수취예산의 양도 

● 추심원과 계약 

 
P2P 대출 경우 한번에 전체 금액을 징수해서 투자자 사이에 나눌수 있도록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한 툴이 개발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200 명이 0.1 BTC 씩 각출하여 모았을 때, 집단 소송을 통해 전체 금액을 징수 후, 투자자 

200 명에게 0.1 BTC 씩 다시 재분배되어지는 그런 툴이요. 
 
이미 그런 툴은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있습니다 : https://if24.ru/kollektivnye-iski-kriptovaly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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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팀 
George Goognin / 창립자, 에반젤리스트, 프로듀서 
 2008 년 처음 IT-스타트업. 
과거 ADV 통합 웹 최고 운영 책임자(Clients: MOEX, VTB, X5 Retail). 
디지털 비즈니스 스쿨 RIK 공동 창립자(1000 명 이상의 수강생 배출). 
대규모 전자 상거래 자동화 (Hoff, re:Store, Samsung, LEGO, Nike) 
 Facebook 
 
Artem Laptev / 창립자, 투자 감독 
2010 년부터 중소기업을위한 사설 P2P 투자 기금 관리.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자신 만에 스코어링(scoring) 전략 개발. 
금융 업게 자산 관리 10 년차: Troika Dialog, Sberbank, Ancor Invest.  
국제 CFA 인증 금융 분석가. 
 Facebook 
 
Ronny Boesing / OpenLedger, 덴마크 파트너 
세계 최초의 Decentralized Fintech Exchange OpenLedger, CoinsBank, Apptrade 및 OBITS 의 창립자. 
중국 가장 큰 블록 체인 기금 중에 하나의 ViewFin 공식 파트너. 
파트너 Dan Larimer 함께 지속적으로 생태계 Graphene/Bitshares 시스템 개발. 
 CoinTelegraph 
 
Michael Shlemov / 멘토. 
UBS, 분석 부서의 전무 이사. 10 년 이상의 금융 경험. 
Deutsche Bank 에서 VTB 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은행 IPO 관리.  

2008 년 MOEX IPO 에 참여. 
러시아(Institutional Investor)에서 최고 업계 전문가로 여러 번 인정. 
Extel Russia 순위 금융 섹터의 TOP3 애널리스트중 한명. 
 
Dima Schnellereich / 고문 
B2B 판매, 마케팅 및 파트너 관계 네트워크 전문가.  
비즈니스 로비스트. 
2012 년 이후에 20 개 이상의 스타트업 회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 
과거 푸틴 대통령 행정부 고문. 
Facebook 
 
Den Svinarchuk / 핀테크 고문 
MOEX IT-인프라 설계자.  
트레이딩시스템 핵심 설계 및 개발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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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oad 전문가: MOEX 핵심은 초당 140,000 회 트랜잭션을 처리 지원. 
Facebook 
 
Rustem Zubairov / 법률 파트너 
세계 4 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Deloitte 부사장.  
카자흐스탄 암호화 통화 합법화 프로젝트에 참여. 
LinkedIn 
 
Tomoaki Sato / 자문		
스타트업들의	펀드레이징과	크라우드소싱을	돕는	혁신적인	플랫폼인	Starbase 프로젝트의	창립자	이자	블록체인	개발자, 

일본	내의	소수	무슬림들을	위한	지도	어플리케이션인	Islamap 을	작업했던	경력을	갖고있다.	
 
Alex Chinyaev / 법률 파트너 
영국 프로젝트 파트너.  
Citi bank, RBC, PWC London 에 근무.  
15 년 이상의 투자 및 재무 운영 경력.  
영국 투자 관리 IMC 인증. 
 
Philip Agyei Asare / 아프리카의 파트너 
Dream Bitcoin Foundation 설립자, pre-ICO 부터 Humaniq 의 프로젝트의 참여자.  
BTC Ghana 서비스의 창조자(아프리카 노동 이민자들이 기존의 은행 송금 시스템보다 3 ~ 4 배 저렴한 가격으로 암호 

화폐를 통해 고국으로 돈을 송금 하는 시스템). 
 
Thierno Madiou Bah / 아프리카의 파트너 
시에라 리온의 블록 체인 커뮤니티의 설립자: 아프리카 주민을위한 교육 프로그램, 암호화폐 거래서 및 IT 솔루션 개발. 

OnlinePromo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창조자. 
 
Yuri Myshinsky / Funds Relationships Executive 
전 주바슈 공화국 정부 개발 공사 이사. 

인프라, 금융 및 IT 프로젝트로 수천만 달러의 해외 투자 모금 경험.  
비즈니스 컨설팅, 핀테크, 기금 및 정부 관계에서 15 년 경력. 
 
Evgeny Boev / GR partner 
국제 파트너쉽에 관한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committee 의 집행 매니저. Central Bank 

of Russia 에서 6 년간 불법자금 트래픽 감시.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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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anks to…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준 분들에게, 그리고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분들과 함께한 토론을 통해 얻은 많은 통찰력으로, 카르마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Dima Starodubtsev 
Dima Skorobogaty 
Kostya Lomashuk 
Sergey Bochkov 
Dmitry Vasilyev 
Andrey Stepenko 
Denis Svinarchuk 
Maxim Sotnikov 
Andrey Yudin 
Oleg Ivanov 

 
Sergey Mashukov 
Dima Voloshchuk 
Alexey Osin 
Denis Makhotkin 
Georgiy Borshchenko 
Maxim Molodtsov 
Konstantin Misyutin 
Alexey Kucherov 
Yevgeny Perevalov 
Alex Krol 

 
Anatoly Vasserman 
Evgeny Zyablov 
Andrey Lyubalin 
Konstantin Zhivenkov 
Daniel Larimer 
Bernard Liet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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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달러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에 관계다. 
 
모든 관계는 사람이나 팀을 신뢰함으로써 만들어지고 발전된다. 
국가 화폐는 물리적 자산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더 많이 믿기 때문에 한 통화는 다른 통화보다 더 강하다. 
테슬라 및 유사 기업들의 시가 총액은 연간 이익보다 수천배나 많으며, 미래의 성공에 대한 믿음만이 그 배경이다. 
AirBnb 에서는 높은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이 빠른 시간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 
Facebook 및 Instagram 에서, 사람들은 그의 게시물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계정을 확인 (vertify) 하려고 한다. 
Uber 에서는 높은 카르마를 가진 승객에게 높은 카르마를 가진 운전자가 주어진다. 
 
믿음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든 신뢰 수준이 높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번영 및 성장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신뢰 수준이 

높을 수록 계약 당사자를 찾고, 신뢰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및 협상하고, 보험, 변호사, 법원의 비용이 낮아진다. 

심지어 믿음은 마케팅 예산을 대체하고 제품 및 서비스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타인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도구가 별로 없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프로파일 

보거나 그 인물을 구글등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사이의 서로 아는 친구의 짧은 연결고리를 찾는 것인데 이것 또한 매우 어렵다. 
 
그 반대로: 공공의 분야에서 포퓰리스트, 쇼맨, 개그맨, 에로틱한 콘텐츠 배포자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 Youtube, 

instagram 또는 중국의 공개되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의 상위 랭크를 보자.  
 
카르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다. 
 
사람들이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투명한 생태계.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지표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다. 모든 ICO 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유명한 사람들(보증인)이 이사회에 많이 참여할수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돈이 많아진다. 또한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프로젝트가 보증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덜 모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믿음의 축적과 측정의 메카니즘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람의 재정적 관계의 기록이다. 
 
카르마는 사람 사이에 또는 시스템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만들 기회를 주는 생태계. 
전당포 대출부터 상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사회적 무이자 대출까지. 

이러한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안정적이다. 
 
금융 및 사회 프로젝트, 카르마의 글로벌 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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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절약적인 P2P 교환을 위한 기회를 만든다.  

기존의 있는 방법보다 몇배 더 빠르고 저렴하다. 

● 경제에서 돈 및 기타 재원의 회전율을 높인다. 

● 국가와 커뮤니티 간의 자원을 배분한다. 

● 신용 명목화폐 경제에서 이자 없이 재원을 교환 경제 

(돈은 단순한 거래 계수이며 제품의 공급에 대한 의무의 고정)까지 원활하게 전환된다. 

● 전세계에 신뢰 관계가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 사회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극: 신뢰의 수준을 높이고 재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면 사람들은 핵심적인 

삶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다르고 보다 긍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